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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난소세포에서 Daidzein과 Genistein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Apigenin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김민혜ㆍ김안근

Effect of Apigenin on Oxidative Stress Induced by
Daidzein and Genistein in Hamster Ovary Cells
Min Hye Kim and An Ke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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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xidative stress causes many diseases like cancer, aging, cardiovascular disease, and degenerative
neurological disorders by damage of cell. It is caused by th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that is
produced in the metabolic process of oxygen in cells. On the other hand the similar action of the
isoflavonoid with the estrogen is examined, women are encouraged to get bean. In view of this trend,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out a combination medicine that lowers the oxidative stress caused by the
daidzein or genistein in the ovarian cell. In this research, it is measured that the survival rate of cell
by the typical isoflavonoid of daidzein or genistein, activity of antioxidant enzyme, and ROS level, in
order to study the effect of isoflavonoid over the ROS production in cell and antioxidant system. In the
combined treatment of the typical antioxidant of apigenin to oxidative stress which induced by daidzein
recover the control level particularly lowering the ROS in cells. However, it made no effect in the
combined treatment with genistein. Therefore, the research took the combination effect of daidzein with
apigenin in order to check its effect over the antioxidant system. In conclusion, it was disclosed that
the oxidative stress caused by daidzein is related to the lowering activity of SOD, and the specific
combination effect of daidzein with apigenin is related to the recovery of SOD activity. (Cancer Prev
Res 13, 116-1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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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들은 산화적 스트레스가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유발에 의한 것임을 규명하고 다양
한 질병과 환경적 세포손상에 활성산소종이 공통요인임
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ROS와 다양한 질병과의 상
관관계가 규명되어짐에 따라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인자를 찾고 이를 제거, 억제해주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n vivo에서 산소는 호기성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이지
만 환원된 형태로는 유기체에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ROS는 사실상 거의 모
든 세포내부 기관의 일상적인 대사 과정의 결과물로 발
생하기 때문에 각 기관은 산화적 스트레스의 중요한 표
적이 되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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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기성
유기체들은 효소적 및 비효소적인 항산화방어계를 갖고
있다. 효소적방어계에 관련된 효소로는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peroxidase 등으로서 직접적
으로 라디칼을 제거하여 독성이 낮은 형태로 이들을 전
4)
환시킨다.
Flavonoid의 하위그룹의 하나인 isoflavonoid는 콩류에
포함되어 있는 특이적인 phenol 화합물이다. Daidzein나
genistein은 대표적인 isoflavonoid로 에스트론과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상호 작용하는
5)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isoflavonoid의 주요 공급원인 콩의 소비가
높은 국가이고, 특별히 이 isoflavonoid의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이 규명됨에 따라 여성들에게 그 섭취가 권장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전 연구결과에서 햄스터의 난소세
포에서는 daidzein나 genistein에 의해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됨을 확인하고 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물질을
6∼8)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실험에서는 특히 여성
들에게 유익한 성분으로 알려진 daidzein이나 genistein이
암세포에서는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설치류의 정상 난소 상피세포인 chinese hamster ovary-K1
(CHO-K1)세포에서는 ROS가 상승되는 결과를 보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apigenin를 투
여하여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포 생존
율을 알아보기 위한 MTT assay, reactive oxygen species
(ROS) level의 변화, 항산화 효소의 활성 변화 등을 측정
하고 apigenin의 ROS 소거 효능을 검토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시약 및 기기

세포주는 Chinese hamster ovary (CHO-K1):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에서 구입하였다.
RPMI 1640 powder medium, antibiotics (10,000 units/ml
penicillin G sodium, 10,000μg/ml, streptomycin sulfate),
trypan blue는 Gibco BRL life Technologies Inc. (Carlsbod, CA,
USA)제품을 사용하였고, fetal bovine serum (FBS)은 BioWhittakerTM (Walkersville, MD, USA), protease inhibitor cocktail tablets은 Roche,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bicinchonic acid protein assay
kit, β-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reduced
form (β-NADPH), glutathione reduced form, hematoxyli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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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Co. (St. Louis,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ELISA reader는 Bio-Tek instrument Inc. (Washington,
USA), cytofluor 2350 plate reader는 Millipore (Bedford, MA,
USA), inverted microscope는 Olympus CK2 (Massachusetts,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2. CHO-K1 세포배양

CHO-K1 cell은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항
생제(10,000 units/ml penicillin G sodium, 10,000μg/ml
streptomycin sulfate), 1 mM sodium pyruvate를 포함하는
RPMI 1640 배지를 배양액으로 사용하였다. 온도는 37oC,
humidified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여, 25 cm3 tissue
culture flask나 75 cm3 tissue culture flask에서 계대 배양하
였고 confluent 되었을 때 cell dissociation solution을 처리하
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3. 시료의 조제

Daidzein, genistein과 apigenin은 dimethyl sulfoxide (DMSO)
에 녹여 0.2μm pore size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stock
solution을 만들었다. 실험에 이용하기 직전에 DMSO의
최종농도가 0.1% 이하가 되도록 RPMI 1640 세포배양 배
지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4. 항산화 효소의 활성 측정
6

시료의 처리와 단백질 정량은 3×10 cells/ml의 CHOK1 cell suspension을 100 π tissue culture dish에 가하고 배
양기에서 24시간 동안 안정화 시킨 후 daidzein나 genistein
에 apigenin을 4가지 농도(25, 50, 100, 200μM)로 처리하
여 24시간 배양하였다. Culture dish에서 배지를 제거한
후 PBS로 세척하여 농도별 sample을 얻고 상등액을 제거
한 pellet에 lysis buffer 1 ml을 가하였다. Lysis buffer를 가한
o
각각의 sample을 14,000 rpm, 4 C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 만을 취하여 enzyme assay sample로 사용하였
다. Sample protein의 정량은 bovine serum albumin (BSA)을
9)
standard로 사용하여 BCA protein assay을 하였다.
Superoxide dismutase (SOD)의 활성 측정은 hematoxylin을
10)
이용한 Marti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0.1 mM EDTA가
함유된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 1 ml에
각각의 sample을 50μl씩 가하고 5분 동안 미리 배양 시켰
다. 여기에 5 mM hematoxylin을 30μl을 가한 후 phosphate
buffer를 blank로 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사용
해 56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5분 후 다시 흡광도
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Catalase (CAT)의 활성측정은 hydrogen peroxide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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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따라 감소하는 흡광도를 측정하는 Aebi 방법을 이용
11)
하였다. 50 mM phosphate buffer (pH 7.0)에 30% H2O2를
넣어 10.5 mM substrate solution (A240=0.5)을 만든다. 이
substrate solution 1 ml에 각 sample 50μl를 가한 후 43.6
−1
−1
M cm 의 exitinc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로 240 nm에서 phosphate buffer를 blank로
하고 30초마다 1분 동안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lutathione peroxidase (GPx)의 활성측정은 Paglia와
Valetine의 방법에 의해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측
12)
정하였다. GPx의 반응 동안 생성되는 glutathione (GSSG)
은 glutathione reductase (GR)에 의해 환원되며 이 때
reduced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NADPH)
의 산화를 관찰하였다. 0.4 M Tris-HCl (pH 7.2) buffer
2.625 ml에 0.04 M GSH 75μl, 0.075 mM H2O2 0.1 ml, 6
mM NADPH 0.1 ml을 각각 넣은 후 5분간 미리 배양시켰
다. 여기에 각 각의 sample을 가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로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5분 후 다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활성산소종 측정

CHO-K1 cell suspension을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2×104 cells로 가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2번 세척해
준다. 상온에서 50μM DCF-DA를 처리 한 후 cytofluor
2350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DCF-DA는 세포 투과성 염료로 활성산소종(ROS)의 세포
내 변화를 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화합물은
H2O2나 superoxide에 의해 산화될 때 형광을 나타낸다. 산
화된 DCF의 형광성은 485 nm의 excitation wavelength와
530 nm의 emission wave-length에서 측정하였다.13)
6. 통계처리

본 연구의 그래프와 표의 모든 수치는 각 실험 횟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모두 triplicate set
로 세 차례 이상 수행하였다. 각 sample의 통계적 유의성
에 대한 검증은 Student t-test를 시행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비정상적인 조건에서 ROS가 과도하게 생산되어1,3) 산
화적 손상을 일으키게 되면 암, 노화, 관상동맥 심장질
환, 퇴행성 신경질환 (파킨슨 병,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
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14,15) 특히 여러 암세포에서
ROS 발생의 증가가 암의 신호전달과 세포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이 ROS와 다양한
질병들과의 상관관계가 규명되어짐에 따라 세포 내 산
화적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MTT assay, ROS level의 변화, 항산화 효소의 활성 변화
등을 측정하여 apigenin의 ROS 소거 효과 실험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항산화제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hamster의 정상난소세포에서 대
표적 isoflavonoid 물질인 daidzein과 genistein 을 투여하여
세포 내 ROS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는
6,7)
연구 를 토대로 하였다. Daidzein과 genistein에 항산화
제를 투여하고 ROS 감소되는 기전을 효소학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Hamster의 난소세포인 CHO-K1에 daidzein과 genistein을 각각 투여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농도가 50μM 때 daidzein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89%, genistein인 경우에는 77%를 나타내어 이 농도를 최
8)
고 농도로 하여 다음 실험을 실시하였다. 산화적 스트
레스 유발과 항산화효소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daidzein과 genistein에 항산화제인 apigenin를 병용 투여하
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였다. Daidzein과 genistein의 농도
는 50μM로 동일하게 하고, 병용 처리하는 apigenin는 25
∼200μM 농도 범위에서 실험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병용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생존율이 농도 의
존적으로 감소하였다. Daidzein 또는 genistein 50μM과
apigenin 25μM에서 세포 생존률이 각각 69%, 72%의 세
포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므로 이 농도를 apigenin 최고 농
도로 하여 실험을 시행하였다(Fig. 1, 2).
Apigenin이 daidzein과 genestein에 의해 유도된 ROS를
감소시키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Daidzein 50μM과 apigenin 6.25∼25
μM를 병용처리한 세포내 ROS를 측정한 결과 농도의존
적인 결과는 아니었지만 평균 약 28% (p＜0.01)의 ROS
level 감소시켜 daidzein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를
control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반
면에 genistein에 의해 유도된 ROS 제거에는 유의적인 효
과가 없었다(Fig. 4).
Daidzein나 genistein이 두 가지 모두 isoflavonoid이면서
햄스터의 정상난소세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킴
에도 불구하고 apigenin은 daidzein로 인한 ROS 소거에 효
과가 크고 genistein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apigenin이 genistein 대한 항산화효과가 daidzein과 다르게 나타난 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자세한
기전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pigenin를 병용 처리한 결과 daidzein에 의해 유도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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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viability of CHO-K1 cells after treatment with
apigenin in presence of 50μM daidzein. The cells were
exposed to various concentrations of apigenin in presence of
50μM daidzein for 24 hr. Percentage of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control. Values are means±SD. and were obtained
from three different experiments. p＜0.001 vs. control.

Fig. 2. Cell viability of CHO-K1 cells after treatment with
apigenin in presence of 50μM genistein. The cells were
exposed to various concentrations of apigenin in presence of
50μM genistein for 24 hr. Percentage of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control. Values are means±SD. and were obtained
from three different experiments. p＜0.001 vs. control.

ROS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항산화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실험
을 실행하였다. ROS 관련실험과 동일한 농도인 daidzein
50μM에 ROS level을 감소시키는데 유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농도인 apigenin 25μM을 병용 처리하여 24
시간 후에 단백질을 추출하고 위의 항산화효소 활성측
정방법으로 효소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daidzein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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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asurement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level
after apigenin treatment in the presence of daidzein. CHO-K1
4
cells (2×10 /well) were 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apigenin (A) in the presence of daidzein (D) 50μM and then
200μl DCFH-DA (50μM) was added as a substrate for ROS.
After incubation for 30 min. ROS level were measured
byspectrofluoremeter (excitation : 485 nm, emission: 530 nm).
Results are expressed as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SD. *p＜0.01 compared with control at 30 min.

Fig. 4. Measurement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level
after apigenin treatment in the presence of genistein 50μM.
4
CHO-K1 cells (2×10 /well) were incub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apigenin in the presence of genistein 50μM and
then 200μl DCFH-DA (50μM) was added as a substrate for
ROS. After incubation for 30 min. ROS level were measured
by spectrofluoremeter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0 nm).
Results are expressed as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SD.

독 처리로 인해 41% 감소했던 SOD활성이 control 수준이
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Fig. 5). CAT와 GPx인 경우
daidzein (50μM)을 단독 처리였을 때 이들에게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apigenin를 병용 처리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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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apigenin in the presence of 50μM daidzein
on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ies in CHO-K1 cells. The
cells were exposed to apigenin 25μM in the presence of 50
μM daidzein for 24 hr. The apigenin in the presence of 50
μM daidzein-treated cells and control cells were harvested
and protein was isolated from the cells. Absorbance of each
enzyme sample was read at 568 nm. Results are expressed
as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SD. p＜0.01 compared
with control.

Fig. 7. Effect of apigenin in the presence of 50μM daidzein
on glutathione peroxidase (GPx) in CHO-K1 cells. The cells
were exposed to apigenin 25μM in the presence of 50μM
daidzein for 24 hr. The apigenin in the presence of 50μM
daidzein-treated cells and control cells were harvested and
protein was isolated from the cells. Absorbance of each
enzyme sample was read at 340 nm. Results are expressed
as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SD.

에스트로겐 유사작용 및 난소, 전립선, 자궁암에 대한
항암효과가 규명되면서 콩류에 포함된 isoflavonoid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chemoprevention 및
영양보조제로 사용 시 ROS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당한
항산화제를 선택하여 병행할 수 있는 보충요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며, 많은 질병에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daidzein이 세포 상태에 따라 최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는 향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Fig. 6. Effect of apigenin in the presence of 50μM daidzein
on catalase (CAT) in CHO-K1 cells. The cells were exposed
to apigenin 25μM in the presence of 50μM daidzein for 24
hr. The apigenin in the presence of 50μM daidzein-treated
cells and control cells were harvested and protein was isolated
from the cells. Absorbance of each enzyme sample was read
at 240 nm. Results are expressed as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SD.

CAT와 GPx의 활성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Fig. 6, 7).
이상의 실험 결과, 대표적인 isoflavonoid인 daidzein은 햄
스터의 난소세포에서 SOD 활성이 감소됨으로써 ROS를
제거하지 못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
apigenin를 병용 처리함으로써 SOD 활성을 증가시켜 산
화적 스트레스로 부터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론

본 연구에서는 daidzein에 의해 기인되는 세포 내 산화
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apigenin을 병용 처리하여 항산화 효소의 활성 변화,
ROS level에 관하여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Daidzein에 의해 유도된 ROS가 apigenin을 병용처리 함
으로써 감소되었다.
햄스터 정상 난소세포에서 항산화효소의 활성변화를
측정하였을 때 daidzein 단독처리 하였을 때는 SOD의 효
소활성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apigenin과 병용처리 하였
을 때는 SOD 효소 활성이 control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
었고 CAT나 GPx활성은 daidzein 단독 처리 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활성변화가 없었다.
Genistein에 의해 유도된 ROS는 apigenin를 병용 투여하
여도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김민혜ㆍ김안근：햄스터 난소세포에서 Daidzein과 Genistein에 의해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Apigenin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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